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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partial and surface discharge on curvature of rod

electrodes and gas pressure in a N2/O2 mixture gas in order to corroborate insulation technique

applying to high voltage power equipment. AC surface discharg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voltage of partial and surface discharge with and without a solid dielectric in a

non-uniform field. The measured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curvature on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discharge and breakdown was different. On the other hand, partial discharge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to the surface discharge characteristics on the various curvatures in the condition with

the solid dielectric. These phenomena were described based on high electric field and electron emission

of the triple junction. In addition to the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factors for the available

insulation technique in composite insulation were provided from the analysis of the experi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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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체방전의 과정에서 초기전자와 고전계를 제공

하는 전극은 절연내력의 개선과 방전메커니즘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체유전체가 없는 전극

사이에 음극성 전압을 인가할 때, 최대 전계는 음

극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음극은 전계방출(Field

Emission)로 인한 전자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음

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인가된 전계에 의해 전극 사

이에서 가속되어 전리과정(충돌전리, 광전리)을 통

하여 절연파괴를 일으킨다. 그래서 고전계와 초기

전자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향상된 절연내력으

로 귀결된다.

전극과 관련된 절연특성은 높은 절연내력과 방전

메커니즘에관한물리적정보를얻기위해연구되고

있다. 봉전극의 곡률반경에 따른 절연특성이 SF6 가

스에서연구되었고[1], 이 연구는봉전극의곡률반경

이 3mm 이상으로증가함에따라절연파괴전압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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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전력설비의 절연

내력향상을위해, CO2 가스중동축원통전극에서전

극코팅의영향이보고되었다[2]. M. Hikita et al[3]는

N2, CO2 가스 중 전극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연구하

였고, CO2 가스가 N2에 비해 전극 표면거칠기에 둔

감함을밝혔다. 그리고 H. Okubo et al[4]은 진공 중

불평등 전계에서 전극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컨디셔

닝효과와컨디셔닝중방전로의변화를설명하였다.

게다가 R. Hackam et al[5]은 진공중전극재료(스테

인레스, 알루미늄, 구리)에 따른 절연특성을 연구하

였고, 전극재료에 따른 절연파괴전압의 차이가 5%

이내임을 보고하였다.

상술한바와같이전극이가스의절연내력과방전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극에 관한 절

연특성의 연구는 고전압 전력설비의 절연성능향상

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기여한다. 통상적으

로, 실제 설비에 사용하는 전극면적보다 극도로 낮

은전극면적의경우를제외하면, 절연성능은전극면

적과 함께 그 표면에 증가하는 돌출부로 인해 저하

한다[6-7]. 그래서 전극의 곡률반경[1, 8-9]과 유전

체 코팅[10-12] 기법이 고전압 전력설비의 절연성

능향상을 위해연구되고있다. 실제 절연설계를위

한 정보와 데이터는 실제 설비의 절연구조를 기반

으로 도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하지만 봉

전극의곡률변화에 대한절연특성[1, 8-9]은 실제의

전력설비와 유사한 복합절연구조에 대한 연면방전

특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봉전극의 곡률변

화에 따른 연면방전특성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논문은N2/O2 혼합가스중봉전극의곡률변화에

대한부분방전과연면방전특성을연구하였다. 봉전극

의곡룔변화는부분방전과연면방전전압의증감에지

대한영향이없었으며, 그분석은삼중점전계, 곡률이

없는직사각형전극의연면방전전압, 공기중 수행된

[8-9]의 실험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는 [1, 8-9]의 절연특성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실험결과와상이한절연특성의해석으로

부터복합절연구조에서절연기법을위한요소가도출

되었다.

2. 실험장치와 방법

본연면방전실험을위한실험장치와회로도는그림 1

에서보여준다. 실험장치는고전압발생기, 테스트챔

버, 고전압분압기, 오실로스코프, 과전압보호기를사

용하였다. 고전압 변압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고전

압 발생기는 교류 고전압(60Hz)을 얻기 위해 사용하

였고, 발생된 2차측교류고전압은고전압캐패시터와

고전압 부싱을 통하여 테스트 챔버 내부에 전극으로

인가된다. 테스트 챔버는 300kV의 고전압과 -90∼10

0℃ 온도범위에 견디도록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하

였다. 챔버내부의압력은상부에설치된압력계로측

정하였고, 실험을 위한 압력범위는 0.1∼0.4MPa이다.

테스트 챔버에 인가한 고전압과 연면방전전압(VS)의

측정은 고전압 분압기와 오실로스코프(OSC)에 의해

수행되었다. 고전압 분압기는 5000:1의 CR 분압기이

며, 그오차는 3%이다. OSC는방전전류및방전전압

의크기와파형을측정하기위해사용하였다. 부분방

전과 플래쉬오버에서 발생하는 펄스성 전류가 저항

R1에흐르면오실로스코프로펄스성과전압이침투한

다. 과전압보호기는이펄스성과전압으로부터 OSC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and circuit diagram

실험재료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극, 절

연가스, 고체유전체를이용하였다. 전극은스테인레스

재질의봉전극과원형평판전극을사용하였다. 봉전극

은곡률(r)과너비(W)를다르게하였다. 곡률은 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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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mm, 너비는 5, 9mm를적용하였다. 곡률이 0mm인

경우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극이다. 원형평판전극은

지름 59mm이며, 모서리는 전계집중의 완화를 위해

둥글게 제작하였다. 실험용 절연가스는 N2/O2 8/2 비

율의 N2/O2 혼합가스를 적용하였다. N2와 O2의 순도

는 99.999%이며, 이 혼합가스는 0.1∼0.4MPa 압력범

위로테스트챔버내부에가압된다. 연면방전을위한

고체유전체는테프론을사용하였고, 그크기와유전율

은 각각 두께 3mm, 지름 70mm, 2.1이다.

Fig. 2. Current waveform on partial discharge
based on a current peak of 40mA
(curvature: 6.4mm, width: 5mm)

실험방법은 전극과 고체유전체의 배치, 테스트

챔버의 진공화, N2/O2 혼합가스의 가압, 방전전압

측정의 순서로 수행하였다. 전극은 산화알루미늄으

로 연마하여 그림 1과 같이 고체유전체와 함께 테

스트 챔버 내부에 설치된다. 챔버 내부는 진공펌프

에 의해 약 6.7×10-2Pa로 진공화된다. 그런 후특정

한 압력으로 N2/O2 혼합가스가 N2, O2의 순서로 챔

버내부에 주입된다. N2와 O2 혼합비는 테스트 챔버

상부에 압력계의 압력비를 기반으로 하였다. 부분

방전전압은 그림 2와 같이 40mA의 펄스성 전류를

기반으로 결정하였고, 이 전류는 저항 R1(22Ω)에서

전압강하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연면방전전

압은 완전한플래쉬오버가 고체유전체표면에서 발

생할 때, 인가전압으로 측정하였다. 그 전압들은 모

두 10번을 측정하였고, 실험데이터는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3. 실험결과와 고찰

3.1 곡률변화에 따른 부분방전특성

본 항은 고체유전체의 연면방전특성에서 봉전극의

곡률변화에 따른 부분방전특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분방전은전력설비의절연열화를이끄는요소이다.

그리고 실제 절연진단은 부분방전의 검출을 통하여

수행하기때문에, 이부분방전특성은절연설계와절연

진단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연면플래쉬오버 이전에 발생하는 부분

방전전압(PDV)을 다양한 곡률의 봉전극에서 압력

의 함수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주목해야 할

특성은봉전극의곡률의변화로부터 PDV의지대한

상승효과를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압력에

따른 PDV의 특성은 봉전극의 곡률에 관계없이 압

력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였고, 0.2MPa 이상의 압력

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다.

부분방전은집중된고전계에의존하여발생하기때

문에, 전계의 집중을 완화하여 전극간 전계평등성을

확보하는전극의곡률상승은부분방전을억제해야한

다. 하지만전극의곡률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 PDV

는그림 3과같이곡률변화로부터일정한패턴을보이

지않았다. 심지어곡률이없는직사각형전극보다더

낮은 PDV가나타나는구간도존재한다. 이러한현상

은그림 1과같은연면방전구조에서삼중점전계로부

터 설명할 수있다. 삼중점은전극, 고체유전체, 가스

가 만나는지점이다. 삼중점 전계는전극과접촉하는

매질의유전율차이로인해상당히높으며, 이론적으

로무한대로보고된바있다[14]. 그래서삼중점은연

면방전에서 전자방출과 함께 연면방전개시 지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15]. 그렇기 때문에 연면방전의 억제

는삼중점전계완화와깊게관련된다. 하지만봉전극

의곡률증가에의해그전극표면에전계가감소하더

라도 삼중점의 전계는 전극 표면의 전계만큼 저하되

지않는다. 이는삼중점전계가고체유전체와주위가

스의유전율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 즉고체유전체

와접하지않는삼중점주위에봉전극표면의전계는

곡률의상승과함께감소하지만, 고체유전체와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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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점의 전계는 곡률변화에 따른 저하가 미비하다.

그래서 곡률변화에 대한 PDV는 그림 3과 같은 결과

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압력에 따른 PDV 특성은 파센의 법칙

에상응하는결과이며, 부분방전억제를위해효과적인

가스압력은 0.3MPa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0.3MPa

의 압력은 평등전계에서 0.1MPa의 SF6 절연내력에

상응하는 공기의 압력이다[16]. 즉 0.3MPa의 압력은

친환경전력설비에서부분방전및절연내력을확보하

는데 유효하다.

Fig. 3. Partial discharge voltage according to gas
pressure in N2/O2 mixture gas

3.2 곡률변화에 따른 절연파괴와 연면방전

특성

봉전극의 곡률과 절연가스의 압력 변화에 대한 연

면방전전압(VS)을파악하기위해, 그림 4는각각의봉

전극에서압력에따른 VS를보여준다. 봉전극의곡률

과곡률이없는직각전극의너비의변화는 VS에현저

한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상세하게, 봉전극 곡률의

증가와함께 VS는미약하게상승하며, 직사각형전극

의너비의감소와함께소폭상승한다. N2/O2 혼합가

스의압력증가는 PDV뿐만아니라 VS의상승을초래

하였다.

본실험결과를해석하는것은봉전극의곡률변화가

방전메커니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는것이합리적

이다. 기체방전메커니즘을수식적으로설명하는타운

젠트 방정식은 식 (1)과 같다[17].

  
   

 


(1)

(a) Rod electrode

(b) Rectangular electrodes(r=0mm, W=5, 9mm)

Fig. 4. Surface discharge voltage as a function of
gas pressure at various curvature of rod
electrode in N2/O2 mixture gas

여기서 와 는각각절연파괴시전류와음극에서

개시하는전자전류이고, 는자외선조사에의한음

극에서 방출하는 전자의 수이다. 그리고 와 는 각

각 충돌전리계수와 음극에 양이온의 충돌 및 광자의

입사와 관련된 2차 전자방출계수이다. 식 (1)은 전자

의생성및증식과관련된물리적계수 와 가증가

하면, 절연파괴를의미하는무한대의전류가전극사

이에 흐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체유전체 표면을

가로지르는완전한플래쉬오버는전자방출을위한고

전계와 전자의 증식을 설명하는 전자사태를 함께 고

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봉전극의 곡률과



50

N2/O2 혼합가스 중 연면방전특성에서 봉전극 곡률의 영향

Journal of KIIEE, Vol.30, No.4, April 2016

직사각형 전극에 너비의 증가로부터 소폭 상승하는

연면방전전압(VS)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봉

전극의 곡률증가는 봉전극 표면에 전계를 완화한다.

이는 고전압 전력설비에서 전계집중을 피하기 위해

돌출부를보유하지않도록둥글게설계, 제작하는것

과같은원리이다. 하지만이전 3.1항에서상술한것과

같이본연구와같은연면방전의조건에서삼중점전

계는 봉전극의 곡률상승과 함께 충분히 완화되지 않

는다. 따라서 부분방전이삼중점의고전계로인해곡

률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고체유전체 표면

에서용이하게발생할수있다. 이러한부분방전발생

특성이그림 4 (a)와같이각각의곡률에서거의대등

한 VS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곡률이

길수록VS가더높은것은삼중점주위에봉전극표면

의전계가완화되기때문이다. 즉봉전극의곡률증가

는 삼중점 전계를 완화시키지 않더라도 삼중점 주위

에 봉전극 표면에 전계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인가된

교류 고전압의 음의 반주기에서 봉전극은 음극으로

작용하며, 감소된봉전극의표면전계는음극에서전자

방출을어렵게한다. 전자사태의발달은다수의전자

가필요한데, 이 전자방출의억제는전자사태의발달

을저지하여 VS를상승시키게된다. 특히스트리머의

진전과 발달에 주요 메커니즘은 광전리에 의한 전자

공급이기때문에[18], 음극에서전자방출의억제가상

당한 VS의증가로나타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추

가적으로 곡률이 없는 직사각형 전극에서 너비의 증

가는 봉전극의 곡률증가와 유사하게 삼중점 전계를

강하시키지못한다. 하지만그전극의너비증가는연

면거리를 단축시키기 때문에, 감소하는 너비와 함께

VS는그림 4 (b)와같이증가한다. 연면거리의증대에

따른 VS상승은건조공기중테프론수지에서보고된

바 있다[19]. 그 연구에서 테프론의 지름이 30mm 길

어질 때, VS의 상승률은 4.34%로 낮았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그림 4 (b))도 이러한 연면방전특성이 유효

하게 나타났다.

본연구와유사한실험조건에서곡률변화에대한절

연파괴전압이보고된바있다[8-9]. 이연구들은고체

유전체가없는조건에서수행되었으며, 절연특성이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이한 특성

과실험결과를해석하기위해그림 5는본실험과 [9]

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

절연파괴전압은 연면방전전압의 실험에서 사용한 고

체유전체의 두께와 동일한 전극갭(3mm)에서 측정된

것이다.

봉전극의 곡률변화에 대한 연면방전전압과 절연파

괴전압의특성은서로다르다. 다시말해서절연파괴

전압은곡률의증가와함께상승하며, 압력과함께선

형적인 변화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연면방전전압은

곡률의증가와함께거의일정하며, 압력변화에비선

형적특성을나타낸다. 봉전극의표면과전극사이에

전계평등성은 그 전극의 곡률증가로부터 얻을 수 있

다. 그래서 연면방전이 아닌 조건에서 절연파괴전압

은곡률의증가와함께상승한다[1, 8-9]. 반면에연면

방전전압은동일한조건에서곡률의증가로부터거의

일정하다. 이는 3.1과 3.2항의설명한바와같이, 연면

방전개시 지점(삼중점)의 전계와 전자사태의 발달을

곡률의 변화로 지대하게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주위 절연가스의 압력증가로부터,

연면방전전압은 절연파괴전압보다 포화경향이 현저

하다. 이러한포화경향은고체유전체가전자방출원으

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체유전체가 전자방출

원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2차 전자사태와 광전자

방출이다. 2차 전자사태는연면방전개시지점인삼중

점에서 방출된 전자가 고체유전체 표면에 충돌하여

그표면으로부터새로운 2차전자를증식하는것이다

[15]. 그리고 광전자는 주위 가스분자(N2, O2)와 전자

의 충돌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자에 의해 생성된

다. 고체유전체 표면에서 전자방출을 위해 요구되는

광자의에너지는 5eV정도이다[20]. 이에너지는N2와

O2의전리에너지(N2 : 15.6eV, O2 : 12.2eV)보다 각각

약 3배와 2배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고체유전체

의 광전리는 충돌전리보다 더 낮은 에너지로 전자를

증식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고체유전체에 전자의

충돌과 광자의 입사로 인해 고체유전체는 전자를 공

급하는 원천이 되어, 연면방전전압이 압력의 증가와

함께 포화하게 된다.

상술한실험결과와고찰로부터, 곡률변화에의한전

극표면의전계완화가상당히향상된연면방전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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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절연내력 상승기법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래서연면절연설계는실제복합절연구

조, 고전계의완화, 완화된전계아래에서전자사태의

메커니즘과같은요소를함께고려해야한다. 실제적

으로가스절연개폐기는두도체를격리시키고지지하

기위한스페이서를적용하고있으며, 전력용 변압기

는권선의절연을위해절연지를사용하고있다. 스페

이서와 절연지가 주위매질(가스와 절연유)보다 더

높은 유전율을 보유하기 때문에, 스페이서와 절연지

의사용은삼중점의높은고전계를제공하여더욱더

쉽게 부분방전과 절연파괴를 초래한다. 전계완화는

낮은 유전율을 보유하는 스페이서와 절연지의 적용,

주위매질과의유전율매칭, 형상의최적화, 그들주위

에 도체의 돌출부를 제거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계완화가향상된절연성능을제공할수있지만, 전

계가 완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전자사태가 발생하고

진전하는지를 파악하면 더 높은 절연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Comparison of the surface discharge
voltage and the breakdown voltage in
N2/O2 mixture gas

4. 결  론

본논문은N2/O2 혼합가스(8/2) 중봉전극의곡률변

화와 가스압력에 의한 연면방전특성을 연구하였다.

본논문에서취급한복합절연구조에서부분방전과연

면방전전압은 봉전극의 곡률 증가와 함께 다소 상승

하나 거의 일정하였다. 그리고 연면방전전압은 압력

의상승과함께포화경향이명확히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삼중점전계와연면방전진전과정에서전자

방출메커니즘을기반으로설명하였다. 본 논문의결

과는 전계완화가 항상 더 높은 절연내력으로 귀결될

수없음을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더높은연면절연

내력을 얻기 위한 절연기법은 전계완화 뿐만 아니라,

완화된 전계 아래에서 방전을 초래하는 전자생성 메

커니즘(전자사태)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실제전력설비는본논문에서다룬복합절연구조에서

연면방전에대한취약점을보유하기때문에, 본 논문

의결과는복합절연방식이적용된고전압전력설비의

절연설계 및 유효한 절연기법을 확립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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